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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주1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
도가 필요하다. 주2

만약 좋은 성적을 거두지
는 못했지만 양심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지
는 못했지만 양심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3 ‘이’, ‘는’, ‘분명’, ‘행운’, ‘이다’ 주4  어머니의 고달픈 삶

주5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
이다.

주6
 선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하여

주7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 주8  이산가족의 아픔

1. [출제의도] 정확하게 듣기
 다음 강의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응급 처치를 실시하기 전 유의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십시오.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봅니다.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면 처치
를 하기 전 반드시 환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응급처치 훈
련은 받았는지, 또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환자에게 말해 줍니다. 환자가 처치에 
동의한다면 응급 처치를 실시합니다. 
  환자가 유아나 어린이인 경우,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고 부모나 보호자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생각
하고 응급 처치를 실시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반응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도 마
찬가지입니다.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응급 처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나 보호
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처치를 하지 말고 119에 연락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해설] 위 내용은 대한적십자에서 발행한 <응급처치법>에서 인용한 것이다. 응
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현장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접근했다가는 처
치자 역시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응급 처치를 하기 전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의식이 없거나 반응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보
호자가 없는 어린 아이인 경우는 환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여기고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2. [출제의도] 의도나 목적 파악하며 듣기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아들 : 엄마, 오늘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꼴찌를 했어요.
엄마 : 이런, 담임선생님께서 섭섭해 하지 않으셨니?
아들 : 아니오, 오히려 1등 한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셨어요.
엄마 : 아니, 왜?
아들 : 우리 반 현철이, 엄마도 아시죠?
엄마 : 어릴 적부터 몸이 좀 불편했던 그 아이 말이냐?
아들 : 네, 현철이가 처음으로 공 안고 이어달리기 경기에 학급 대표로 참가했어

요. 현철이 말고도 평소 운동을 잘 못했던 친구들도 대표 선수로 경기에 
나갔어요. 소외된 아이 없이 모두 경기에 참여했다고 담임선생님께서 몹
시 흐뭇해 하셨어요.

엄마 : 그래, 선생님께서는 체육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셨구나.

 [해설]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통해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생
각해 보는 문제이다. 선생님은 대회에서 1등을 하는 것보다 학급 학생이 모두 
체육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 그래서 꼴찌
를 했지만 오히려 학급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했던 것이다. 선생님은 함께 더
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학생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이다.

3.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 생각하며 듣기
 다음 이야기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제 집 앞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나를 보시자마자 도
화지에 연필로 그린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렸는지 동그란 원에 
코는 없고 눈썹, 눈, 입만 매우 엉성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 옆에는 
점 하나가 크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그림 좀 봐 주렴. 우리 손자가 이 할머니 얼굴을 그린 건데, 잘 그렸지? 나
와 아주 꼭 닮지 않았니? 요 입술 옆에 점까지 그린 것 좀 봐라. 아무래도 우리 
손자가 천재 화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나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또 옆집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시더니 가방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굳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 사진 좀 보렴. 천사 같은 얼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지 않니?”

 [해설] 옆집 할머니께서는 손자에 대한 사랑이 매우 크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사진을 보여 주며 자랑을 하신다. 손자가 예쁘니 손자가 하는 모든 일이 예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엉성해 보이는 그림이 할머니 눈에는 
그 어떤 명화보다도 훌륭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런 할머니의 모습과 어울리는 
속담으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가 있다. 

4. [출제의도] 추론하며 듣기
 다음 연설을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느 깊은 산 속,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사슴에게 늑대가 시비를 걸어 
왔습니다. 자기 옹달샘에서 물을 마시지 말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자기 옹달샘 
물을 마신 사슴을 잡아먹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슴은 기가 막혀 반달곰 할머니를 
찾아가 판결을 부탁했습니다. 반달곰 할머니가 사슴의 말을 듣고 판결을 내리려 
하자 갑자기 늑대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옹달샘을 무척 아
껴 옹달샘을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구슬피 우는 
늑대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반달곰 할머니는 늑대의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사슴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약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나오는 반달곰 할머니처럼 
무작정 늑대를 동정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늑대의 잔꾀에 속아 넘
어가 죄 없는 사슴한테 해를 끼치고 말겠지요? 그렇습니다. ‘지혜 없는 동정심’
은 때때로 아주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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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위 이야기는 위기철의 ‘고맙다, 논리야’에서 발췌한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화를 통해 돌려 말하고 있다. 반달곰 할머니는 ‘늑대가 
불쌍하다’는 것과 ‘옹달샘은 늑대의 것이다’라는 것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동정심으로 인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말았다. 이를 통해 보건대, 우리
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주관식 1] [출제의도] 문제와 해결 방법 찾으며 듣기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학생 : 얼굴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니?
남학생 : 아니,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렇지 뭐.
여학생 :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남학생 : 요즘은 어른들보다 우리 같은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잖아.
여학생 : 맞아. 시험, 성적, 진로, 친구 문제까지 고민할 게 한 둘이 아니지.
남학생 :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
여학생 :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
남학생 : 그럼 어떡하지?
여학생 : 생각을 바꿔 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

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 
남학생 : 그렇구나. 네가 늘 웃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

 [해설] 남학생은 시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남학생에게 여학생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남학생의 문제에 대해 여학생이 
제시한 해결 방법은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5. [출제의도] 주제에 맞는 내용 선정하기
 [해설] 수집한 자료는 노령인구의 증가를 전망하는 그래프, 공원에서 할 일이 없

어 소일하는 노인의 모습, 퇴직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중․고령층은 정년이 연
장되거나, 직업을 갖기 원한다는 기사 등이다. 이 자료로 미루어 보아 노년층의 
증가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제가 적절하다. 

6. [출제의도]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쓰기 
 [해설] 토론한 내용으로 글을 쓸 때에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글의 주제에 맞도

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견해도 타당한 이유를 들어 
반박함으로써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주관식 2] [출제의도] 문장 수준에서 고쳐 쓰기
 [해설] ‘만약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양심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다. ‘만약’과 ‘못했지만’은 서로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
에 ‘만약’을 ‘비록’으로 고쳐야 한다. 

[7-9, 주관식 3] 3. 판단하며 읽기 (2) 우리 꽃 산책

7. [출제의도] 사실과 의견 구분하며 읽기
 [해설]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의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나누어 읽을 필요가 있다. 사실은 객관적인 현상을 있는 그대
로 표현한 것이라면 의견은 어떤 사실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한 것
이다. ‘앵초의 꽃말은 행운’이라는 것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8.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며 읽기
 [해설] 글의 전개 방식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분류는 종류를 나누어 설

명하는 것이고, 두 대상의 차이점을 들어 보이는 방법은 대조라고 한다. 분석은 
대상을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정의는 뜻을 풀어 설명한다. 예를 들어 보이
는 방법을 예시라고 한다.

9.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며 읽기
 [해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앞뒤 문맥

을 통해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기특한’의 문맥적 의미로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쓸모가 많은’이다.

[주관식 3] [출제의도] 낱말의 분석하기
 [해설] 낱말의 개념을 알고 낱말을 분석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낱말

은 낱낱의 말로서 문장을 이루는 기본적 요소이다.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으
나, 낱말로 인정한다.

[10-12, 주관식 4] (가) 4. 삶과 문학 (1) 가정
                   (나) 박재삼, ‘추억에서’
                  

10.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해설]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로, 두 시는 시구의 반복을 통

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가)는 ‘내 신발은 십구 문 반’, ‘귀염둥아 귀염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등을 반복하고, (나)는 ‘울엄매야 울엄매’, ‘손 시
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오명가명’을 반복하여 작가의 생각을 강조하
고 있다.  

11. [출제의도] 작품에 반영된 가치나 문화를 이해하며 감상하기
 [해설] 문학 작품이 삶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그 삶은 특별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담는 것일 수도 있으나, ‘가정’에서와 같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될 
수도 있다. 시인은 ‘신발’을 통해 가족을 표현하면서, 가난하고 고달픈 삶 속에
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표현하고 있다.

12. [출제의도] 시의 심상 파악하기
 [해설] 시에 나타난 심상을 알고 유사한 심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밑줄 친 부분

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며 남몰래 글썽이셨을 어머니의 한(恨)을 시각적 이
미지를 사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하얀 손 가락 가락이 연붉은 그 손톱
을’ 역시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

[주관식 4] [출제의도] 시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진주 남강은 어머니께서 일터로 오고 가실 때 늘 볼 수 있는 곳이다.  남강

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어머니는 신새벽이나 늦은 밤에만 보신다. 어둠 속에
서 남강의 모습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다. 왜 어머니는 어두울 때 남강을 지나
가실까? 어린 자식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을 하셔야 하기 때
문일 것이다. 이 부분은 어머니의 고달프고 힘겨운 삶을 표현하고 있다.

[13-14, 주관식 5] 2. 어떻게 읽을까 (3) 축복받은 성격

13. [출제의도] 능동적으로 읽기
 [해설]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능동적으로 읽어야 한다. 중심 내용을 표로 그려보거나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하는 등 여러 가지 읽기 방법을 동원하여 글을 읽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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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제의도] 비유적 의미 파악하기
 [해설] 글쓴이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

한다. 글쓴이는 ‘내향적인 성격’을 ‘은인’, ‘보물덩이’, ‘밑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내향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력, 성실성’을  ‘무기’에 비유하고 
있다.

[주관식 5] [출제의도] 중심 내용 요약하며 읽기
 [해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제시한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쓴이가 

내향적인 성격을 축복받은 성격이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
기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15-16, 주관식 6]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1) 서동요

15. [출제의도] 고전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 모습 파악하기  
 [해설] 서동요에 나타난 사회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작품을 읽고 작품 속에 

나타난 당시 사회 모습과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다. 당시 용화산 
사자사나 지명법사로 보아 이미 백제에 불교가 전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 [출제의도] 문학 작품을 다른 갈래로 표현해 보기
 [해설] 문학 작품을 읽고 다른 갈래로 바꾸어 표현해 보는 문제이다. 연극은 무대 

예술로 배우의 연기, 무대 장치, 조명, 음악 및 음향 효과 등을 이용하여 주제 
의식을 전달한다. 작품을 연출하는 연출가의 창의적인 사고가 반영될 수 있으
나 귀양지로 가는 공주가 서동을 만나는 장면에서 선화 공주는 서동을 처음 만
난 것으로 재회의 눈물은 원작과 일치하지 않는다.

[주관식 6] [출제의도] 작품의 창작 동기 파악하기
 [해설] 설화 속에 나타난 향가의 창작 동기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서동요는 서동

이 선화 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참요적이고, 예언적인 성격을 지니
고 있다.

[17-19, 주관식 7] 5. 글의 짜임 (3) 통신 언어 어떻게 쓸 것인가

17.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며 읽기
 [해설] 글을 읽고 각 단락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통신언어를 사용하

는 바른 자세로 ‘통신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쓰지 말자’, ‘통신 예절을 지키
자’, ‘문법을 파괴하지 말자’, ‘책임감 있는 언어 생활을 하자’고  하였다. 끝으로 
‘통신 언어와 일상 언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자’고 말하였다.

18. [출제의도]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파악하기
 [해설] 하나의 문단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기에 제시

된 문장은 뒷받침 문장으로 마음대로 바꾸어 쓰는 통신 언어는 의사 소통에 장
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마음대로 
통신 언어를 바꾸어 쓰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단과 이어지는 것이 바람
직하다.

19. [출제의도] 글쓴이의 의도나 목적 파악하며 읽기
 [해설] 글쓴이의 통신 언어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

이다. 글쓴이는 통신 언어는 일종의 사회 방언으로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 언어 생활과 통신 언어 생활을 명확히 구분하여 
언어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관식 7] [출제의도] 지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해설] 사용된 지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서로 대화를 이어 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예절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시어 ‘이것’
은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리킨다. 

[20-22, 주관식 8] 6. 문학과 독자 (1) 숨 쉬는 영정

20. [출제의도] 비판적인 측면에서 작품 감상하기
 [해설] 문학 작품의 이해와 감상 방법에는 기본 내용에 대한 이해, 작품에 숨겨진 

내용에 대한 깊고 넓은 이해, 작품 내용과 관련되는 비판적 측면의 감상, 내용
에 자극을 받아 얻게 되는 자유로운 상상 등이 있다. 이 문제는 ‘숨 쉬는 영정’
을 읽고 내용에 대해 비판적인 측면에서 감상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어머
니는 두 아들만 피란 보내고 자신은 마을과 집을 지키기 위해 고향에 남았지만, 
두 아들과 함께 피란을 떠나는 것이 진정 가문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해 볼 
수 있다.  

21. [출제의도]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해설] ‘숨 쉬는 영정’은 한국전쟁과 197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과거와 현재가 교

차하는 입체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한산도’는 1974년경부터 생산되었던 담배
로 1970년대 후반 정도가 배경임을 추측할 수 있다. ‘전선’, ‘대포소리’는 전쟁
(한국전쟁) 중임을 알려준다. ‘하우스 보이’는 6.25전쟁과 그 후에 쓰인 말로, 
미군 부대에서 허드렛일을 맡아 하던 소년을 말한다. ‘자연(紫煙)’의 뜻은 ‘담
배 연기’이다.  

22.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해설] 전쟁터 한가운데를 뚫고 가야 하는 피란길에 어린 두 아들만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는 문제이다.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두 아들만 떠나보내게 되어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마음속으로 두 아들이 무사
하기를 빌며 두 아들과 함께 피란 갈 수 없는 처지가 안타까웠을 것이다.

[주관식 8] [출제의도] 소설의 주제 파악하기
 [해설] 이 소설을 통해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다. ‘숨 

쉬는 영정’은 6.25 전쟁의 발발과 민족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 상황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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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시  영어 •
[객관식]

1 ④ 2 ⑤ 3 ① 4 ③ 5 ⑤ 6 ⑤ 7 ③ 8 ①
9 ③ 10 ④ 11 ① 12 ⑤ 13 ④ 14 ③ 15 ③ 16 ⑤
17 ④ 18 ④ 19 ② 20 ② 21 ⑤ 22 ②

[주관식]
주1 Friday 주2 to

주3 wind 주4 let me go

주5 five 주6 friend

주7 safe 주8
톰이 손님에게 

친절하지 않아서
1. [출제의도]  특정 정보 파악하기
M : Excuse me. Is there a bank near here?
W : Yes, there is. Go straight up for two blocks. Then turn left on Pine 

street. The bank is on your right.
M : Thank you.

 [어구] straight up ～ 위로 곧장, turn left 좌회전하다
 [해설] 위로 두 블록 가서 왼쪽으로 돌면 찾는 이의 오른쪽에 은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W: Hi, I’m Amenda and ... um... my nickname is Mandy. I have     
brown hair and brown eyes. I like cartoons and I spend my free time 
drawing cartoons. I’m very friendly and outgoing. I think that’s all.

 [어구] nickname 별명, cartoon 만화, friendly 우호적인 
 [해설] nickname, brown hair, drawing cartoons, friendly, outgoing을 통해 별명, 

외모, 취미, 성격을 알 수 있고 가족 관계는 알 수 없다.

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M: Hi, can I help you?
W: Yes, please. Could I have something for a cough?
    I think I’m getting a cold.
M: Well, I suggest this cough medicine. And you should take        

vitamin C, too.
W: Thank you. And what do you have for red eyes?
M: Try some of these new eye drops. They’re very good.
W: OK. Thanks a lot.

 
[어구] cough 기침, medicine 약, red eyes 충혈된 눈 
[해설] cough, getting a cold, medicine, red eyes를 통해 장소가 약국임을 파악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Telephone rings.] 
W: Hi, this is Sally. I’m sorry I'm not in. Just leave a message      

after the beep. [Beep]
M: Hi, Sally. This is Paul. I’m just calling to tell you that I’ll be a little 

late for the birthday party tonight. I have to work a few hours to 

finish a report. See you.
 
[어구] after the beep 삐 하는 소리가 난 후, I'm sorry, I'm not in. 미안하지만 부재 중

입니다.
[해설] I'm calling to tell you that I'll be a little late for the birthday party.를   

통해 전화한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그림의 상황에 맞는 대화 찾기
① M: Excuse me.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W: No problem. 
② M: Would you like a single or double room?
   W: A single is fine.
③ M: What’s the matter with the computer?
   W: It doesn’t work at all.
④ M: What can I do for you?
    W: I'd like to send this package to Paris.
⑤ M: This jacket is too big. Do you have a smaller one?
   W: Yes, we do. 

 
[어구] take a picture 사진 찍다, It doesn't work.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해설] 조금 큰 옷을 입어보고 있는 옷가게의 그림을 보고 정답을 파악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이어질 응답 찾기
W: You know what? I have good news. 
M: What is it?
W: My father gave me three tickets to a magic show.     
   Will you go with me tonight?
M: I’d like to, but I can’t. My grandmother is in the hospital. 
W: _________________________

[어구] You know what? 있잖아, magic show 마술쇼 
[해설] My grandmother is in the hospital.을 듣고 정답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식 1]  세부 내용 이해하기
W: I’m worried about the science test next Monday.
M: Me, too. Science is a really difficult subject.
   But today is my favorite day.
W: Why?
M: Because I have music class today.
   I like singing. 
W: And you like your music teacher, don’t you?
M: Yes, he’s fun in class. 
Q: What day is it, today?

[어구] fun 재미, 재미있는
[해설] 음악 수업이 있는 요일은 금요일임을 파악할 수 있다.

7. [출제의도]  자연스런 대화 찾기
[해석] ① A: 무슨 일이야?
          B: 시계를 잃어 버렸어.
       ② A: 나는 그가 매우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B: 맞는 말이다.
       ③ A: 나는 수학시험에서 D를 받았어. 
          B: 정말 친절하시군요.
       ④ A: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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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는 축구를 제일 좋아해.
       ⑤ A: 좀 더 드시겠어요?
          B: 고마워요, 하지만 배가 부르네요.
[어구] honest 정직한, math 수학, I'm full. 배가 부르다. 
[해설] 수학점수에서 D를 맞았다고 했는데 ‘정말 친절하시군요’로 어색한 대화임을 

알 수 있다.

8. [출제의도]  빈칸 추론하기
[해석] A: 주문하시겠습니까?
       B: 스테이크와 스프를 주세요.
       A: 어떤 종류의 스프를 원하세요?
       B: 야채 스프요.
       A: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B: 야채 스프를 주세요. 
       A: 네, 알겠습니다. 
[어구] May I take your order? 주문하시겠어요?, 
[해설] 야채 스프를 주문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잘 듣지 못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을 파악할 수 있다.

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해석] 입국 신고서
       성: 김, 이름: 진호, 성별: 남성, 국적: 한국, 
       생년월일: 1976년 3월 8일, 직업: 엔지니어, 방문목적: 사업
[어구] passenger 여행객, gender 성별, nationality 국적, occupation 직업, 

purpose 목적
[해설] 태어난 달은 3월(March)임을 통해 정답을 알 수 있다.

10. [출제의도]  지칭어 추론하기
[해석] 그것은 물이 발견될 수 있는 사막의 한 지역이다. 물은 웅덩이나 지하에   

있을 수 있다. 사람들과 동물들은 음식과 물 때문에 이 곳을 방문한다. 나무와 
식물들이 이곳에서 자란다. 그곳은 또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이다. 몇몇의  
농부들은 이곳에서 야채를 기를 수 있다.

[어구] desert 사막, pool 웅덩이, underground 지하, shade 그늘 
[해설] desert, cool place, shade 등의 어구를 통해 정답을 파악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심경 유추하기
[해석] 토요일에 Mr. Smith는 일을 하러 사무실에 갔다. 그가 집에 가려고 엘리베

이터를 탔을 때, 시끄럽게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층 
사이에  멈췄고 전기도 나갔다. 그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는 폐쇄된 어두
운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두려웠다.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지만 그의 소
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구] crash 갑자기 나는 요란한 소리, lock 갇히다, 움직이지 않게 되다
[해설] ‘폐쇄되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있어 두렵다’라는 어구를 통해 ‘두렵다’가    

정답임을 알 수 있다.

12. [출제의도]  글의 순서 파악하기
[해석] 너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니? 처음에 너는 엄마 몸 속에서 

점보다 더 작았다. 그리고 나서 약 열 달 동안 거기서 점점 크게 자랐다. 마침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어구] dot 점
[해설] 논리 전개상 (C)-(B)-(A)이다.

13. [출제의도]  제목 고르기
[해석] 차는 약 4700년 전에 발명되었다. 중국의 Shen Nung황제가 나무 밑에서 

물을 끓이고 있을 때, 몇 개의 나뭇잎이 그의 음료에 떨어졌다. 그는 잔에서   
우러나온 향긋한 냄새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음미했다. 그때부터 차가  
하나의 음료가 되었다.

[어구] emperor 황제, notice 알아차리다, pleasant 기분 좋은, taste 맛보다
[해설] 차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4. [출제의도]  접속사 추론하기
[해석] 9세부터 19세의 젊은이들이 4H 클럽에 가입한다. 4개의 H는 head(머리), 

heart(가슴), hands(손), 그리고 health(건강)을 나타낸다. 클럽에서는 실내, 
실외   활동에 대해 배운다. 예를 들어 그들은 요리, 컴퓨터, 하이킹, 수영을 배
운다. 

[어구] stand for 상징하다, 의미하다,  indoor 실내, outdoor 실외
[해설] 실내, 실외 활동의 구체적인 예들이 제시되는 것을 통해 for example이    

정답임을 파악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주제 파악하기
[해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음식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 중 몇몇은 

주말농장에서 직접 채소와 과일을 재배한다. 주말농장이 주는 좋은 이점들이 
있다. 첫째, 사람들은 먹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 둘째, 그들은 신선하고 더 맛 좋은 야채를 먹을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아이들은 그곳에서 잊지 못 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구] be interested in 관심을 갖다, result 결과, trust 믿음,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memory 기억

[해설] 주말 농장의 이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함으로써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당신을 위한 안경 -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안경점, Eve Glasses로 오

세요, 우리는 40년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화요일에
서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까지 영업합니다. 일요일에는 8시
까지 영업하고 월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는 20%의 할인판
매를 해 드리니 방문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시력검사는 항상 무료입니
다.

[어구] eyeglasses 안경, be proud of 자랑스러워하다, eye exams 시력검사 
[해설] 안경점 광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시력검사가 무료임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뒷글 추론하기
[해석] 목이 마를 때 당신은 보통 무엇을 마십니까? 나는 당신이 소다 마시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소다 마시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대신에 물이나 건강 음료를 드세요. 음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은 쉽게 집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건강 음료 만드
는 방법을 소개 합니다.

  
[어구] thirty 갈증 나는, drink 음료, 마시다. recipe 조리법
[해설] 마지막 문장의 recipe to make healthy drinks를 보고 음료 만드는 법이   

나올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어구 추론하기
[해석] 모든 사람들의 피부는 멜라닌이라 불리는 일종의 색깔을 갖고 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흰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 멜라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흰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 태양으로부터 더 보
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햇빛이 비치는 날에 피부는 피부 자체를 보호하기 위
해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여러분의 피부가 햇빛에서 더 검어
지는 이유이다.

[어구] melanin 멜라닌, protect보호하다, skin 피부
[해설] 피부 보호를 위해 멜라닌이 여름에 더 많이 생성되어 피부색이 짙어짐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흐름 파악하기
[해석] 옛날 옛날에 사람들은 따뜻한 곳에 살았기 때문에 옷이 없었다. 그러나 사람

들은 추운 지역으로 사냥을 위해 동물을 쫓아갔다. 사람들은 추위가 싫어서    
동물을 죽여 그 가죽을 몸에 둘렀다. 그것은 담요와 같았다. 나중에 사람들은      
동물의 가죽을 날카로운 돌로 여러 조각으로 잘랐다. 그리고 나서 조각을 꿰매어 
최초의 옷이 되었다. 마침내 사람들은 따뜻함을 유지해주는 최초의 옷을 입게 
되었다.  

[어구] skin 피부, 가죽, hunt 사냥하다, blanket 담요, sharp 날카로운, sew 바느질
하다.

[해설] 옷의 기원에 관한 글의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 (B)의 위치가   
알맞다.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당신은 뉴질랜드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가? 420만 명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섬에서 살지만 남섬이 가장 크다. 가장 큰 도시는 
오클랜드이고 수도는 웰링턴이다. 키위는 뉴질랜드에서만 있는 새로 뉴질랜드
의 마스코트이다.

[어구] northern 북쪽의, southern 남쪽의, capital 수도, mascot 마스코트
[해설] ‘뉴질랜드에 온 최초의 사람은 누구였는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

2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가장 살고 싶은 곳
    뉴욕 11%, 샌디에고 11%, 샌프란시스코 9%, 로스엔젤레스 8%, 덴버 7%
[어구]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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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람들이 샌디에고 만큼 뉴욕에 살고 싶어 한다.

22. [출제의도]  요지 파악하기
[해석] 과학은 운동선수의 생활에서 거의 모든 것을 통제한다. 과학자들은 운동선

수들이 무엇을 먹어야하며 언제 먹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그들은 또한 운동
선수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해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다른 과학
자들은 운동선수가 입을 수 있는 더 좋은 신발과 옷을 디자인 한다. 이러한   
스포츠 과학자들은 현대 스포츠에서는 어디서나 있다.

[어구] athlete 운동선수, control 통제하다. 
[해설] 과학이 스포츠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스포츠에서 과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주관식 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해석] W: 나는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과학 시험이 걱정이야
       M: 나도 그래. 과학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야. 그러나 오늘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야.
       W: 왜?
       M: 왜냐하면 오늘 음악수업이 있어. 난 노래 부르는걸 좋아해.
       W: 그리고 너 음악 선생님을 좋아하잖아, 그렇지 않니?
       M: 맞아. 수업시간에 재미 있으셔.
[어구] science 과학,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해설] 음악 수업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듣고 금요일을 파악하여 쓸 수 있다.

[주관식 2]  [출제의도] 어법 파악하기
[해석] * 나는 어제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갈 수 없었다.
       *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매일 운동한다.
[어구] too~to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해설] too~to 용법, It ~ to 부정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파악하여 to를   

쓸 수 있다.

[주관식 3]  [출제의도]  어휘 추론하기
[해석]   나는 누구일까요?
   * 나는 발이 없어도 여행할 수 있다.
   * 당신은 뜨거운 여름날에 나를 좋아한다.
   * 당신은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지나갈 때 나를 느낄 수 있다.
   * 나는 나뭇잎을 흔들 수 있다.
   * 나는 당신의 모자를 날릴 수 있다.
[어구] feet 발, feel 느끼다, blow away 날리다 
[해설] 글의 해석을 통해 바람임을 알 수 있다.

[주관식 4]  [출제의도]  어법 파악하기
[해석] A: 너 화나 보인다. 무슨 일 있었니?
       B: 엄마께서 록 콘서트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어구] let 시키다
[해설] 사역동사 (let)+ 목적어+동사원형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주관식 5]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해석] ICE MAN 3
      Show Time 상영시간, run 상영(하다), start 시작, end 끝
      Q: 하루에 몇 번 영화가 상영되나요?
      A: 하루에 5번 상영된다.
[어구] show time 상영시간, run 상영(하다)
[해설] 상영시간표를 보고 상영 횟수가 5회임을 알 수 있다.
[주관식 6]  [출제의도]  유사 어휘 파악하기
[해석] 강에서 수영할 때 친구와 같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 만약 당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친구가 너를 도와줄 수 있거나 도움을 구하러 달려갈 수 있다. 
아울러 물에서 함께 놀 친구가 있다면 항상 더 재미있다. 마지막으로 수영하는 
동안 주위에 어른들이 있으면 가장 좋다.

[어구] buddy 친구, adult 성인, besides 게다가
[해설] buddy의 의미가 ‘친구’이므로 friend가 정답임을 알 수 있다.

[주관식 7]  [출제의도]  어휘 추론하기
[해석] 일상생활에서의 안전하게 지내는 법
   *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만지지 마시오.
   * 외출하기 전에 가스밸브를 잠그시오.
   * 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매시오.

   * 길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시오.
[어구] daily lives 일상생활, wet 젖은, lock 잠그다, seat belt 안전벨트
[해설]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다양한 방법을 읽고 답을 유추할 수 있다.

[주관식 8]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해석] 톰의 가게는 마을에서 가장 싸고 제품들도 상당히 좋다. 새로 난 길 때문에 

고객들은 또한 쉽게 그곳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주 쇼핑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톰이 손님들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구] cheapest 가장 싼, product 제품, customer 고객
[해설] ‘Tom is not kind to the customers’의 문장을 통해 사람들이 자주 쇼핑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3교시  수학 •
[객관식]

1 ④ 2 ② 3 ① 4 ③ 5 ③ 6 ② 7 ④ 8 ⑤
9 ⑤ 10 ① 11 ⑤ 12 ① 13 ③ 14 ④ 15 ③ 16 ②

[주관식]
주1   주2 

주3  주4 

주5  주6 식:     
, 답: 

1. [출제의도] 집합의 연산 이해하기
 [해설] 화수목금토,  월목금이므로
 화수토이다.
  

2. [출제의도]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식을 간단히 하기
 [해설] ÷
            ÷ ÷

     

3. [출제의도] 미지수가 두 개인 일차방정식의 해의 뜻 알기
 [해설] 일차방정식   에  

ㄱ.  

을 대입하면 × 


 이다.(해)

ㄴ.  을 대입하면 ×  ≠이다.(해가 아님)
ㄷ.  


을 대입하면 × 


 이다.(해)

ㄹ.  을 대입하면 ×  ≠이다.(해가 아님)
따라서 해가 되는 것은 ㄱ, ㄷ이다.

               
4. [출제의도] 정비례 함수의 그래프 이해하기
 [해설] 함수   의 그래프가 점  를 지나므로 
  에  ,   를 대입하면
  ×




  

 이다.
또,   


의 그래프가 점  을 지나므로

  


에   ,  를 대입하면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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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다.

5. [출제의도] 상대도수의 분포표를 이용하여 자료 해석하기
 [해설] 상대도수의 분포표에서 타 이상 타 미만인 계급의 도수가 , 상대

도수가  이므로 학급의 총 학생 수를 라 하면 



 , 




 , 



 ,   ,   이다.
따라서 타 이상 타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 


 이다.

6. [출제의도] 지수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해설] 






×

                             

  

                            
                            

7. [출제의도] 순환소수의 성질 이해하기
 [해설] ㄱ. 순환소수  ⋯ 으로 소숫점 아래 , , 이 무한히 반복

되므로 순환마디는 이다.
ㄴ. 순환소수  ⋯




 이다.
ㄷ. 순환마디가 개 이므로 번째 수는 이고 번째 수는 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ㄷ이다. 

8. [출제의도] 시간을 각도로 추론하여 문제풀기
 [해설] 시계 분침의 끝점 A가 분 동안 움직인 거리는 반지름이  cm이고  중

심각의 크기가 °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다. 
따라서 분침의 끝점 A가 움직인 거리는 ××°

°
cm 이다.

9. [출제의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일차부등식의 해 구하기
 [해설]  을 풀면
 

 

 

 

  이다. 
해가   이므로  ,  이다.

10. [출제의도]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정물화의 가로의 길이는   , 세로의 길이는 
 이므로 
정물화의 넓이는   이다.

11. [출제의도]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



≤ 


 ⋯㉡

㉠을 풀면 
  

  

  

 

 

  이고,
㉡을 풀면 



≤ 




 ≤ 

≤ 

≤

 ≤
 ≥ 이다.
따라서 연립부등식의 해는 ≤  이다.

12. [출제의도] 반비례 함수 이해하기
 [해설] ㄱ.   ,   

 (반비례)
           ㄴ.   (정비례) 
           ㄷ.   (정비례) 

따라서 가 에 반비례 하는 것은 ㄱ이다.

13. [출제의도] 일차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일기에서 오늘을 월 일이라고 하면 체육대회일은 월 일, 개

교기념일은 월 일이다. 
  ,   ,   ,   ,   
따라서 체육대회일은 월 일, 즉 월 일이다.

14. [출제의도] 연립방정식의 활용문제 해결하기
 [해설] 두 연립방정식    ⋯㉠

   ⋯㉡,    ⋯㉢
   ⋯㉣의 해가 서

로 같으므로
㉠과 ㉣을 연립하여 풀면   ,   이다.
또, ㉡과 ㉢에   ,   를 대입하면
연립방정식     

이 되고, 이것을 풀면 
 ,   이다.
따라서   ×  이다.       

15. [출제의도] 근삿값 이해하기
 [해설] × km  km의 유효숫자가 , 이므로  km의 자리에서  반

올림한 것이다.
                  
16. [출제의도] 유한소수로 나타내어지는 분수 찾기
 [해설] 분모가   또는  만을 소인수로 가지는 기약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내어 

진다.
장치에 을 넣으면 



××



×

 이다.(유한소수)

장치에 를 넣으면 



××


×

 이다.(유한소수 아님)

장치에 을 넣으면 


××

 이다.(유한소수 아님)

장치에 를 넣으면 



××


×

 이다.(유한소수)

장치에 를 넣으면 



××



×

 이다.(유한소수 아님)
따라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는 개이다.

[주관식 1] [출제의도] 유리수의 사칙계산하기
 [해설] 


  

 ×
 

 



 
 







 
 

[주관식 2] [출제의도]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한 각의 크기 구하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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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




 AB  CD이므로
∠ABE∠ECD °(엇각), ∠EDC °∠이다.
또, ∠는 ∆ECD의 외각이므로 ∠°°∠ 이다. 
∠°°∠
∠ °∠
∠∠°

[주관식 3] [출제의도] 일차부등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추가해야 할 사진의 장수를 라 하여 부등식을 세우면
 ≤ 이고, 이것을 풀면
 ≤ 

 ≤ 

 ≤ 

 ≥ 



 ≥ 


 …이다.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7(장)이다.

[주관식 4] [출제의도] 원기둥과 원뿔의 부피 비교하기   
 [해설] 초콜릿 원액의 부피는 ××   cm이고,

원뿔 모양의 용기의 부피는 

×××  cm이다.

 ÷   이므로 원액이 가득 채워진 원뿔 모양의 용기의 개수는 
개이다.

[주관식 5] [출제의도] 문자에 다른 문자의 식 대입하기
 [해설]   
                       
                       
                       이므로

  ,  이다.
      따라서   

                 이다.

[주관식 6] [출제의도] 연립방정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     
 [해설] 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쌀가마니의 개수를 ,

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쌀가마니의 개수를 라 하여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이다.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
  ⋯㉡

㉠㉡을 하면   ,   이다.
따라서 식은     

이고, 형이 현재 가지고 있는 쌀가마니의 수 는 
(가마니)이다.

• 4교시  사회 •
[객관식]

1 ⑤ 2 ③ 3 ① 4 ③ 5 ⑤ 6 ③ 7 ① 8 ②
9 ② 10 ④ 11 ④ 12 ④ 13 ② 14 ① 15 ④ 16 ⑤
17 ⑤ 18 ③ 19 ② 20 ③ 21 ① 22 ⑤

[주관식]
주1 유목 주2 봉건(제도)
주3 왕권신수설 주4 마젤란
주5 대학(교) 주6 부여
주7 포에니(전쟁) 주8 골품(제도)

1. [출제의도] 이탈리아의 지역성 파악하기
 [해설] 여행기에 기록된 ‘차례’를 통하여 이탈리아의 지역성을 파악하고 이를 지도

에서 찾는 문제이다. 롬바르디아 평원은 포강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비옥한 
평야이다. 베네치아는 섬과 섬 사이의 수로가 중요한 교통로로 되어 있는 독특한 
시가지 구조를 가진 도시이다. 밀라노는 토리노, 제노바와 함께 이탈리아 공업의 중
심지이며,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매몰되어 폐허가 된 도시이다. 

2. [출제의도] 무굴 제국 문화의 특성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사진 자료는 무굴 제국 문화를 대표하는 타지마할을 보여주고 있

다. 무굴 제국은 인도에 건설된 이슬람 왕조로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달하였
는데, 그 중 타지마할은 둥근 지붕과 뾰족한 탑, 아라베스크 무늬의 이슬람교 
모스크 양식과 인도의 토착적인 연꽃무늬가 장식된 인도 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다. 

3. [출제의도] 이집트 문명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이집트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피라미드를 통해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했음

을 알 수 있고, 피라미드와 사자의 서를 통해 영혼 불멸 사상을 지녔던 이집트인들
의 내세적 종교관을 엿볼 수 있다. ㄱ과 ㄴ은 이집트 문명,  ㄷ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ㄹ은 인도 문명에 해당된다.

4. [출제의도] 갯벌의 특색 파악하기
[해설] 조차가 큰 해안에서 밀물 때는 침수되고, 썰물 때는 노출되는 해안 퇴적 지형을 

간석지 혹은 갯벌이라고 한다. 조류에 의해 운반되는 물질들은 잔잔한 해안에서 
퇴적되기 때문에 간석지는 섬이 얕고 섬ㆍ만ㆍ반도가 많은 해안에서 잘 발달
한다. 또한, 김, 굴, 대합 등을 기르는 양식장으로 이용되는데, 최근 간척사업으로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5. [출제의도]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특징 파악하기
[해설] 학생들의 대화 속에 나타난 ‘파르테논 신전’, ‘소크라테스’라는 단서를 통해 

고대 그리스의 문화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처럼 
행동하였고, 철학에서는 인간에 관심을 가지고 철학의 목표를 절대적이고 객
관적인 진리의 탐구에 두었기에 인간 중심적 문화라 할 수 있다.

6. [출제의도]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그림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얼굴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내용

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를 누렸던 비잔티움 제
국과 관련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③은 서유럽 봉건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7. [출제의도] 중세 말 서유럽 사회의 변화 과정을 구조화하여 이해하기
[해설] 장원의 생산력이 높아져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자 시장을 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중세 도시가 성장하게 되었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화폐 사용이 
확대되자 봉건 영주들은 화폐 지대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신분이 향상되었다.



- 9 -

8. [출제의도] 산업 혁명 이해하기 
[해설] 제시한 자료는 산업 혁명의 전반적인 현상들을 나타낸 것이다. 산업 혁명으

로 생산 방식이 가내 수공업에서 공장제 기계 공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 거리가 단축되고, 자본가의 등장으로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된다. 

9. [출제의도] 고구려의 왕권 강화 정책 이해하기
[해설] 고구려는 태조왕 때부터 계루부 출신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하였고, 고국천

왕 때에는 5부의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왕위 계승을 부자 상속으로 바꾸어 왕
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수림왕은 불교 수용과 율령 반포를 통해 왕권을 강화
하였다. 

10. [출제의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은 르네상스 시기의 알프스 이북 작가들의 대표적인 저서 내용의 일

부이다.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및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세르반테
스의 「돈키호테」는 교회와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유럽ㆍ아시아ㆍ아프리카  3대륙에 걸친 대제국, 마케도니아라는 단서를 통

해 알렉산드로스 제국임을 알 수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정복지 곳곳에  ‘알
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대규모의 도서관을 지었다. 그리고 제국의 통합
을 위하여 그리스 인들과 페르시아 인의  결혼을 장려하였다.

12. [출제의도] 청동기 시대의 사회 모습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과 유

적이다. 청동은 주로 지배 계급의 무기나 장식품으로 사용되었으며, 무덤인 고
인돌은 축조 과정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동원
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가 계층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13. [출제의도] 구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을 가상의 일기로 꾸민 것이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사용하였고, 동굴에 살면서 계절에 따른 이동 생활을 
하였으며, 사냥ㆍ채집ㆍ어로 등을 하였다. 돌을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는 신석
기 시대의 도구이다.

14. [출제의도] 프랑크 왕국의 문화 이해하기
[해설]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왕은 당시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유럽 대부분을 

영토에 편입하여 서로마 제국의 영토를 회복하였고, 크리스트 교를 보급하는
데 힘썼다. 당시 로마 교황 레오 3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여 카롤루스 왕에
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함으로써 로마 문화, 게르만 문화, 크리스트 교가 
융합된 새로운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5. [출제의도] 루터의 종교 개혁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일부이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통해 

인간은 성직자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성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고 있다. 칼뱅은 
스위스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고, 인간의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
며, 직업 윤리를 강조하여 상공인의 지지를 받았다. 

16. [출제의도] 미국 독립 혁명의 발단이 된 사건 이해하기
[해설] 미국 독립 혁명의 발단이 된 사건은 보스턴 차 사건이다. 제시문의 내용은 

보스턴 차 사건을 뉴스 형태로 제시한 것으로, 보스턴 차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 독립 전쟁이 시작되며, 그 결과 최초의 민주 공화국인 미합중국이 탄생하는 
계기가 된다. 

17. [출제의도] 근초고왕의 업적 파악하기
[해설]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북쪽으로는 고구려까지 진출하고, 남쪽으로는 

마한의 전역을 확보하였으며 중국의 요서, 산둥과 일본 규슈 지방에 진출하
였다. 또한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루어 왕권을 확립하였다. 

18. [출제의도] 절대 군주 루이 14세의 업적 파악하기 

[해설] 제시문은 루이 14세와 관련된 내용을 역사 신문 형태로 제시한 것이다. 절대 
군주의 업적으로는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통한 해상권 제패, 영
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영국 국교회의 성립과 동인도 회사 진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제의 부국 강병,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정책, 루이 14
세의 베르사유 궁전 축조 등이 있다.

19. [출제의도] 고조선의 사회 상황 파악하기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이다. 단군의 건국 이야기에 나오는 곰

과 호랑이를 통해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고, 비, 바람, 구름을 주관
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당시 사회가 농경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가야의 유물 파악하기
[해설] 가야는 김해 지방에 질 좋은 철이 많이 나서 각종 철제 무기를 만들어 사용

하였고, 덩이쇠를 만들어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가야
의 유물은 판갑옷과 투구이다. 

21. [출제의도] 철기의 보급으로 나타난 사회 변화 파악하기
 [해설]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여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

하고, 철제 무기로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해졌다. 이에 따라 철을 잘 이용한 부족
은 세력을 크게 키울 수 있었고,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다. 

22. [출제의도] 광개토대왕의 업적 파악하기
 [해설] 고구려 광개토대왕(391~412)은 북으로는 만주와 요동 지역까지 진출하였

으며, 신라 내물왕 때에 5만의 병력을 보내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격파하였다. 

[주관식 1] [출제의도] 유목의 특징 파악하기
 [해설] 유목민은 정착 농경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생활한다. 유목은 

건조 기후 지역에서 발달한 목축업이다. 가축의 먹이인 풀을 찾아 장거리를 이
동하는 전형적인 목축 형태이다.

[주관식 2] [출제의도] 주나라의 봉건 제도 파악하기
[해설] 주나라는 왕족을 지방에 파견하여 지방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혈연적 종법 제도에 기초한 봉건 제도를 실시하였다.  

[주관식 3] [출제의도] 절대주의 왕정의 정치사상인 왕권신수설 이해하기
[해설] 절대주의 군주들은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을 천
명하였다. 이러한 왕권신수설은 절대주의 왕정을 뒷받침해 주는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주관식 4] [출제의도] 마젤란의 업적 이해하기
[해설] 제시문의 자료는 필리핀 세부 섬에 있는 마젤란 기념비의 내용을 나타낸 것

이다. 마젤란은 유럽인에게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필리핀인들에게는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온 유럽의 침략자로 인식되고 있다.

[주관식 5] [출제의도] 대학의 기원 파악하기
[해설] 중세 유럽에서는 대개 교회나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였

으나 11세기 이후 유럽 각지에 대학이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학문 연구와 교육
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주관식 6] [출제의도] 부여의 정치와 사회 풍속 파악하기
 [해설] 부여는 몇 개의 부족이 연합한 연맹 왕국이었다. 가축 이름을 딴 관직이 있었

으며,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주관식 7] [출제의도] 포에니 전쟁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해설]  학생들의 대화 내용 중 로마와 카르타고의 지중해 해상권을 둘러싼 전쟁이란 

단서와 전쟁 후 자영농이 몰락하였다는 단서를 통해 포에니 전쟁임을 알 수 있다. 

[주관식 8] [출제의도] 신라의 신분 제도 이해하기
 [해설] 제시된 그림을 통해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골품 

제도는 신라인의 사회 활동과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진골은 최고 귀족
으로서 중요한 관직을 독점하였고, 6두품은 6등급 아찬까지의 벼슬만 할 수 있
었으므로 정치보다는 주로 학문과 종교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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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교시  과학 •
[객관식]

1 ③ 2 ③ 3 ② 4 ① 5 ③ 6 ⑤ 7 ② 8 ⑤
9 ④ 10 ⑤ 11 ⑤ 12 ② 13 ③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② 19 ② 20 ④ 21 ④ 22 ③

[주관식]
주1 나, 가, 다 주2 2

주3 1 주4 산개성단, 구상성단

주5 세포벽 주6
압력(기압)이 낮아져 물의 
끓는점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1. [출제의도] 현미경의 배율에 따른 변화 이해하기
 [해설] 현미경으로 물체를 관찰할 때는 먼저 저배율로 관찰 한 후 단계적으로 

현미경의 배율을 높여 간다. 현미경 시야에 나타나는 상은 실제보다 매우 
크게 보이며, 상의 방향은 실제와 바뀌어 보인다.

     1) 현미경의 배율 : 접안렌즈의 배율 × 대물렌즈의 배율
     2) 접안렌즈는 길이가 짧을수록 고배율이고, 대물렌즈는 길수록  고배율이다. 
     3) 저배율과 고배율의 비교

구분 시야 상의 크기 상의 수 상의밝기 작동거리
저배율 넓다 작다 많다 밝다 길다
고배율 좁다 크다 적다 어둡다 짧다

2. [출제의도]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 분석
 [해설]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을 의미함을 파악한다. 기울기

만으로 구할 수 있으며,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면 A 구간에서의 속력은 1m/s, 
B구간에서의 속력은 2m/s, C구간의 속력은 0.5m/s이다. 그러므로 속력의 
크기는 B > A > C이다.

3. [출제의도] 소리의 파형 해석하기
 [해설] 소리의 높낮이는 소리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되며 진동수가 클수록 높게 

들린다. 학생 B의 진동수가 제일 크다. 정상적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는 20~20000Hz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들을 수 있는 최대 진동수는 
점점 작아진다. 같은 높이의 음이라도 피아노 소리와 기타소리가 다르게 들린
다. 이와 같이 소리가 구별되는 것을 소리의 맵시라 한다. 또한 소리의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이다.

4. [출제의도] 상태변화와 에너지
 [해설] 열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은 A(승화), B(융해), C(기화) 중 A가 해당되며 

찬 유리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은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액화에 해당
된다. C(기화)과정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기 때문에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액
체인 상태일 때보다 기체인 상태일 때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
지 않는다. 즉, 분자 사이의 인력은 고체>액체>기체 순이다.

5. [출제의도]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실생활의 현상
 [해설]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므로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ㄱ. 기체의 용해도와 압력의 관계를 
알려주는 실생활의 예이다. ㄴ. 물속에서는 수압에 의해 공기방울에 작용하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공기방울의 크기(부피)가 작지만 수면 가까이 올라올수록 
공기방울에 작용하는 압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기방울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된다. ㄷ.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의 관계를 알려주는 예이다.

6. [출제의도] 각 소화기관의 특징 이해하기
[해설] A-간, B-쓸개, C-십이지장, D-위, E-이자
      간은 양분을 저장하고 쓸개즙을 만들고, 간에서 생성된 쓸개즙은 소화효소가 

없어서 직접적인 영양소의 소화는 일어나지 않고 십이지장으로 분비되어 지방을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지방의 소화를 간접적으로 도와준다. 이자에서는 트립신, 
아밀라아제, 리파아제를 포함하는 소화액을 분비하여 3대 영양소를 분해한다. 
쓸개와 이자는 십이지장에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소화액인 쓸개즙과 이자액을 
내보낸다.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에는 염산, 펩신, 점액이 들어 있고, 염산은 음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살균작용을 하며,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단백질은 위에서 펩신에 
의해 처음으로 소화되기 시작하며, 지방은 이자에서 십이지장(소장)으로 분비하
는 리파아제에 의해, 탄수화물은 입에서 침 속의 아밀라아제에 의해 처음으로 소
화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영양소가 소화 흡수되는 곳은 소장이다.

7. [출제의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해설] 표에 있는 시간과 속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

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다. 속력을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나타내면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이다.

8. [출제의도]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천체의 특징 비교
 [해설] (가)는 목성으로 행성 중 크기가 가장 크고 빠른 자전에 의한 가로줄 무늬

와 대기의 소용돌이인 붉은 점이 관측된다.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밝게 보이는 행
성은 금성이다. (나)는 지구의 위성인 달이며 중력이 작아 대기가 없으며 표면에 
운석구덩이가 나타난다. 밝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다)
는 암흑성운으로 가스나 티끌 등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검은 구름처럼 보인
다. (가)와 (나)는 태양계 천체이나 (다)는 태양계 밖에 있는 성운이다. 지구
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다) >(가) >(나) 순이다.

9. [출제의도] 용해도 그래프 해석하기
 [해설]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의 용해도 그래프를 통해 그래프의 각 점 A ~ D에 

해당하는 용액의 성질을 비교해보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A, B, D는 같은 
온도에서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이 다르며, 용해도 그래프에 위치하고 있는 B, C는 
포화용액이다. 용해도 그래프의 장점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비교 및 용액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10. [출제의도] 녹는점과 끓는점으로 물질의 상태 비교하기
 [해설] 순수한 물질의 녹는점과 끓는점은 물질 고유의 특성이 되고, 이를 이용해 물

질을 구별할 수 있다. 표에 제시된 세 가지 물질의 녹는점과 끓는점을 이용하
면 A, B, C는 상온(25℃)에서 각각 고체(A), 액체(B, C)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고체, 액체, 기체 간의 입자간의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이
때 분자간의 거리라고 하기보다 입자간의 거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A같은 경우는 녹는점이 다른 두 물질에 비해 높아 금속일 가능성이 있고 
금속은 분자라는 표현으로 물질의 성질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름 적절
한 표현인 ‘입자’를 도입하여 분자간의 거리를 대신한 것이다.) 입자간의 거리
가 가장 먼 상태는 기체이므로 80℃에서 기체 상태인 C는 고체 상태인 A보다 
입자간의 거리가 훨씬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A는 납, B는 수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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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설기관 배설방법
이산화탄소 폐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날숨)

물 폐 호흡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입김)
신장, 땀샘 오줌이나 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낸다.

암모니아 신장, 땀샘
독성이 강해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 다음 오줌이나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낸다.

는 에탄올이다.

11. [출제의도] 노폐물의 배설과정 이해하기
  [해설]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호흡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성된다.
     1) 노폐물의 생성과 종류
        : 생물체 내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고, 단백질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이외에 암모니아가 더 생긴다.
     2) 노폐물의 배설방법

     

      3) 오줌의 생성
        : 영양소의 분해결과 생긴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중에서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후 신장의 피질부에 있는 네프론에서 
여과, 분비, 재흡수 과정을 거쳐 걸러져 오줌으로 된 후 신우 ⟶ 수뇨관 ⟶ 방광에 
모인 후 오줌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12. [출제의도] 속력이 변하는 운동의 분석
 [해설] 버스 안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갑자기 넘어지고 있으므로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관성은 정지하려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며, 움직이던 물
체는 계속 움직일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이라 한다. 즉, 앞으로 넘어지고 있으므
로 버스의 속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3. [출제의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해설] 물체의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며, 0초에서 10초 동안 물체 A와 B의 이동거리의 

비를 시간과 평균속력의 곱, 또는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구할 수 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하고 있으며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에서 
A와 B의 기울기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10초 동안 A
는 속력이 10m/s, B는 5m/s 변하였다.) 

14. [출제의도] 염분과 염분비 일정의 법칙
[해설] ㄱ. 염분은 바닷물 1kg속에 들어 있는 전체염류의 양이다. 동해의 염분은 

33‰, 홍해의 염분은 40‰이므로 홍해의 염분이 높다. ㄴ. 해수에 녹아 있는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염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ㄷ. 해수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염류는 염화나트륨이다.

15. [출제의도] 고체 물질의 가열곡선 해석하기
 [해설] 고체 물질의 녹는점은 물질의 특성이다. 그래프에서 온도변화가 없이 일정

한 온도를 유지하는 구간인 B는 바로 고체물질의 녹는점에 해당한다. 그래프
를 해석해보면 녹는점은 50℃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구간에서 가해진 열
은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고체 물질의 상태변화에 쓰인다. 분자운동
에 대한 정보는 물질의 상태에서 얻을 수 있다. 고체 상태인 A, 고체+액체 상
태인 B, 액체 상태인 C를 비교해보자. 분자운동이 제일 활발할 것 같은 곳은 
액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C구간일 것이다. 고체에 비해 액체는 어느 정도 유동
성이 있고 분자의 운동이 진동에만 그치는 고체보다 좀 더 활발한 분자운동을 나
타낸다.

16. [출제의도] 에라토스테네스가 실시한 방법으로 지구 모형의 반지름 구하기
 [해설] 지구 모형은 완전한 구형이며, 햇빛은 평행하게 입사한다고 가정할 때, 지

구 모형의 반지름은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하

여 비례식을 세운다.
              이다.  그러므로  


× 
 이다.

17. [출제의도] 태양의 광구면의 특징
 [해설] ㄱ. A는 태양 내부의 대류현상에 의해 밝고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는 쌀알

무늬이다. ㄴ. B는 태양 표면에서 군데군데 검은 점처럼 보이는 흑점이며 이는 
주위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이다. ㄷ. 개기일식일 때는 태양의 광구면을 가리기 
때문에 흑점과 쌀알무늬는 관측할 수 없다. 태양의 대기인 코로나, 홍염, 채층
을 관측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별의 밝기
 [해설]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에 따라 매긴 별의 등급을 겉보기 등급 또는 실시등급

이라 한다.  ㄱ. 겉보기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ㄴ. 겉보기 등급이 같다고 
해서 실제 밝기가 같은 별은 아니다. B와 C는 겉보기 등급은 같으나 거리가 다
르므로 실제 밝기가 같은 별은 아니다. ㄷ.  A~D별들을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면. B와 D의 거리인 20광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A와 C별은 거리가 
멀어지므로 겉보기 등급보다 어두워진다. 그러므로 B와 D의 밝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D가 가장 밝게 보인다.

19. [출제의도] 질산나트륨의 일정 온도에서의 용해도 구하기
 [해설] 용해도란 어떤 온도에서 용매(주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한다.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00g을 넣은 후 60℃로 가열하였다는 
것은 60℃에서 물 100g에  질산나트륨 100g을 녹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로 
냉각시키면 12g이 석출되므로 100-12=88 즉, 88g이 녹아 포화가 되었다. 
그러므로 20℃의 용해도는 88이다.

20. [출제의도] 사람의 호흡운동 원리 이해하기
 [해설] 그림은 사람의 호흡운동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로 유리관- 

기관, 유리병-흉강, 고무풍선-폐, 고무막-횡격막에 해당한다.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유리병속의 부피가 커져 압력이 낮아지므로 밖에
서 공기가 들어와 고무풍선이 부풀게 되고(들숨-흡기), 반대로 잡았던 고무막
을 놓으면 유리병 속의 부피가 작아져 압력이 높아지므로 고무풍선에서 공기
가 밖으로 나가 부풀었던 고무풍선이 작아진다(날숨-호기). 사람의 폐에는 근
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호흡은 횡격막과 늑간근
(늑골사이의 근육)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호흡운동 원
리는 늑골과 횡격막의 상하 운동으로 흉강의 부피가 변함에 따라 흉강의 압
력과 외부의 기압 차이가 생겨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거나 폐 밖으로 공기가 
나가게 된다.  

21. [출제의도]  물체의 빠르기(속력)와 방향이 변하는 운동 이해하기
 [해설] ㄱ. 낙하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며, 방향은 지구 중심방향이

다. ㄴ. 포물선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ㄷ. 등속원운동
은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ㄹ. 진자의 운동은 포물선의 
운동과 같다.

22. [출제의도] 북쪽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
 [해설] 북극성 근처의 북쪽 하늘에는 큰 곰자리외에도 카시오페이아자리, 작은곰

자리, 세페우스자리 등이 있다. 이 별자리들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볼 수 있
다. 특히 길잡이 별인 북극성은 큰곰자리의 별 사이 길이의 5배인 지점에 북극
성이 위치하므로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다.



- 12 -

[주관식1] [출제의도] 두 힘의 합력 구하기 
 [해설] 나란하지 않은 힘의 합성 방법은 평행사변형법이 있다.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두 힘의 합력의 크기가 커진다.

[주관식2] [출제의도] 종이테이프에 찍힌 타점 분석하기 
 [해설] 시간기록계의 진동수는 60㎐이므로 1초에 60번 타점을 찍는다. 따라서 3

타점은 0.05초 임을 알 수 있다. 이동거리는 총 60cm, 60cm/0.3s = 200cm/s, 
즉, 이 수레의 운동은 2m/s 임을 알 수 있다.

[주관식3] [출제의도] 부피와 질량을 측정하여 밀도 계산하기
[해설] 밀도에 대한 계산은 표에 제시되어 있는 값인 부피

질량 를 이용하여 계산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밀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글리세린(밀도:1.25), 물(1), 식
용유(0.93), 메탄올(0.79)이다. 즉, 두 번째 층인 A층에 위치한 액체는 물이며 밀
도는 1g/mL이다.

[주관식4] [출제의도] 성단의 종류
 [해설] 별들은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원경으로 자세히 보면 

2~3개가 모여 있기도 하며, 수많은 별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많은 별이 모여 있는 것을 성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수십만 개의 별들
이 빽빽하게 모여 공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상성단과, 수십~수백 개의 별들
이 모여 있는 산개성단이 있다. (가)는 산개성단, (나)는 구상성단이다.

[주관식5] [출제의도]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차이점 이해하기
 [해설] 모든 생물은 세포로 되어 있으며 세포는 훅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양파의 표피세포와 입안 상피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동, 식물 세포를 

비교해보면
     1) 공통적으로 관찰 되는 것 : 핵, 세포질, 세포막이며
     2) 양파의 표피세포와 입안 상피세포에서의 크게 다른 점
         ① 세포의 모양 : 양파의 표피세포는 가늘고 긴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입안의 상피세포는 대체로 둥근  
                             모양이다.

         ② 세포의 구조 : 양파의 표피세포는 세포벽이 있으나, 입안의 상피세포는    
                             세포벽이 없다.

       3)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으며, 세포막 바깥에 있는 두껍고 단단한 막이다.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며 주성분은 셀룰로오스이고, 식물이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썩지 않는다.   

 
[주관식6] [출제의도] 액체의 끓는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기
 [해설] 액체의 끓는점은 외부압력에 따라 달라진다. 비커의 물을 끓인 후 바로 

용기에 넣어 밀폐시킨 후 펌프로 공기를 빼내면 용기 내부의 공기의 압력이 
작아져 물이 쉽게 기화(여기서는 끓음)가 일어난다. 즉 물이 끓기 위해서는 
1기압에서의 온도는 100℃여야 했지만 비커의 물에 작용하는 외부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100℃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끓을 수 있는 것이다. 


